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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정치적 폐허1)인 식민지 

노 서 경(서을대학교) 

식민지 알제리는 빈곤의 땅이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 정복 1 ()() 

주년용 호사스럽게 기념하는 1930년에나2’ 얄제리인도 참전한 2차 

세계 대천이 끝난 때에나 빈공의 양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수 

1) 예허는 영어 Ruin‘의 &검잉 에어와 와피외 기능 잊 가치에 대에 강조언 융료 
Andrea ... Schö에c ， "Ruins and Hislory: Obscrv이lOns 。 이 Russian ^pproJ 

ches 10 Desln,u;:tion and Decay., Slavic Review, vol. 6ι 00. ι Winler, 2006, 
pp.64!K69 

2) 1930년 ’영 천여 영의 g랑스 인사와)0혀의 프랑스 션양이 양셰 앵예 기앙하 

여 갱혹& 기녕힌다 Sa id Al Alghailani, Islllm II l1d TIα FW lCh α'(oloIf/ZQlum 

01 Algerill, 깨't Rolt ofthe Algerilln Uillma 1919-1940, PhD. 0 앓rtation ， Indi 

ana University Press, 2002, 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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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제뿐 아니라 지중해 북안의 오랑。ran ， 본Bônc ， 웰링빌 Philip 

peville 둥이 주요 항구로 개발되고 해안 내륙의 비옥한 토지에서 포 

도주 산업이 언창했어도 알제라 인중의 대다수는 생계에 시달랐고 

인구의 성장옹기아와실칙의 위협올가중시켰다"앙재리 전체 생 

산의 '0%를 차지하는 포도주는 무슬링이 마시지 않는 용료였으며 

다수 민중의 생존에 필요한 곡율은 주요한 생산풍옥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식민지나 유사했지안 알재리에 닥친 어려웅용 경제에 

만 한정되지 않았다 정제켜 빈곤옹 거의 훌모 상태의 교용 수준과 

맞몽렸고 경재와 교육 두 가지의 부실한 토대는 결국 정치라는 영 

역의 성업용 한없이 어렵게 했다 그렇지 않아도 주권은 박탈되었 

고 식민지적 공공성이란 순종일 쁜인데 마지악 생존아져 힘겨운 조 

건에서는 정치의 존립 자셰가 거의 용가능이었다 식인지인즐온 의 

식하든 아니든 정치적 예허 Ruins 에 버려컸다 

혜허란 형쩨와 골조가 이미 사라졌으며 납온 것용 부분적이고 파 

손왼 잔해뿐인 건축과 그에 따른 주변 풍간을 가리키지안， 원형의 

복구와 추적올 가놓케 하는 큰원으로서 예허릉 다시 보는 노력은 

미학과문학얘서 이미 않이 나타났다 4) 예허는구셰적 형상을념어 

형언할 수 없는 추상용 션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미화 

에서 갱치로 그 개녕을 가져융 수 있다 여기서 정치란 식인 통치와 

총속인 사이의 권력 관계에 한갱되지 않는다 식민지의 파괴에 수 

l ) I 차 세계대전 이후 션간기 일셰리외 경제 사회 상영용 André Nouschi, L'AI 

gérie Qmáe 1914-1994, Éd itions de la Maison des sciences de l'homme, 199~ ， 

d、 11, Éoonomies e‘ Sociétês de 19 ’ 4~ 1939, pp, 41-7’ 
4) Daryl 나e‘ "Rimbaud's Ruin 01 Fn-nch Verse: Verse Spatiality and 싸 Paris 

Commune Ruins, Nil1elunlh Century Frel1ch Sludies, Vol. 32, No, 1&2, Fall

Winter, 2003-2004, pp, 69-82; Seth Graebner, ‘ K.‘eb Yacine and the Ruins 

of the Present', SubSIQnct, Issue 112 Vol. 36, No, 1, 2007, p , 140 ; Patricia M 

E. Lorcin, ' Rome and France in Africa: Recovering Colonial Algeria's La tin 

Pas!", Frttrch Historical Studies , Vo l. 2ι No. 2, Spring 2002, pp. 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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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되었던 것옹 심성， 갑갱， 사회객 유대， 정치적 천망 같용 비가시적 

공용의 자산이었고 그것은 전부 갱치적인 것의 구성요소들이다 그 

렇다연 일단 정치적 쩨허란， 욕별히 규갱되기보다 기존의 인간파 

인간 간의 신뢰， 심지어는 생영력이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상정항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식민주의는 거의 갱치걱 예허용 강제한 

다 

이런 판정에서는 식인지의 민족용동용 얘초부터 타결하기 어려 

운 문제용 용압는 것일 터이며 알제리는 그러한 사헤의 대표적인 

보기였다고 항 만하다 지정학적으로， 유서 깊은 욕아프리카 역사 

흩 공유하지만.， 민촉훈동의 사정용 북아프리카 나라를 중에서도 

욕수했다 7) 1830년 프랑스 군의 침공올 받고 40년간의 항쟁 끝에 

때션 조약에 서영했융 뿐， 주권의 양도 같온 공식 문서 없이 프랑스 

의 해외도로 연입왼 사혜가 알제리였다 " 이에 따라 민족운동은 당 

위적으로는 프랑스 국가가 지애자이고 적수인데 실제로는 민족의 

요구용 그 프랑스에 건의하고 그 법에 의존해야 하는 역설척 현실 

에 맞닥뜨렸다9) 톡립전쟁 이전의 알제리 민족운동옹 에살리 하즈 

H A. Schönle, MRuins and History: .. :, pp. 6B-6H 

6) 이에 대언 재생호는 고션객이지인 여전히 도용이 외는 Charles.André Julien 

L'A.frique du nurd en marche, Ju l1 iard, 1971，혹'31 pp.63-154 

，)양셰리 사여의 륙수성용양셰리에 갱악하고토지와산엉외 욕정으흐지얘펴융 

확보언 식인경영자톨외 존찌었다 그러나 이톨 흩용이 오우 j유유하고 권력객인 

것용 션혀 아니었으며 대￥용용 소규요 자영농과 소상인을이었다 이 융에셔는 

。1. 구용하여 조긍 어에하더라도 흩용， 대흩용」으호 Jl기하여 유엉 *신외 액 

인 기육교도톨 의이앙 예는 영셰，)-유엄인， 양，-"i!1 -프랑스인 두 K언용 강이 

쓴다 

8) 양제리는 앙쟁자률， 또는 갖가 찌세에 얘당하는 어언 인격셰나 대g 기구가 프 

캉스에 용식 양혹언 혀이 없다 Loma Hahn, North Africa, NatiC l10lism 10 

NationhOl찌， John F. Kennedy Public Affairs Press, 1960, p. 136 

9) Claude co이10ι Jean.Robert Henry, ù mo “‘ment nation이 algérien, Text r.ó 

191]-19'ι ['Harmattan, 1978,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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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li Hadj 로 대연되는 혁명파와 메르하트 압베스 Fcrhat Abba‘가 

지도하는 옴건파로 나뉘었지안 그러한 질곡은 양측 모두에게 크게 

다르지않았융것이다 

이 글온 그 중에서 에르하트 압에스의 응건주의를 어떻게 읽올 

것인가룡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해보려 하는데 이는 강옹 두 갈래의 

민족운동 중 어떤 것올 션호하기 때문온 아니다 '"' 다안 이약하냐 

아， 자칫 부르주야 민족주의라는 낙인용 찍기 쉬운 온건주의가 식 

민지의 척박한 정치적 토양에서 혹시 근대 정치문화의 구축용 시도 

한 것옹 아닌가， 그렇다연 그러한 정치문화의 갱체성올 하냐의 트 

헨스문화transculture 로'" 파악할 수는 없는가 하는 칭문이 었다 우 

선 트갱스문화라는 알이 종 생경하고 어색한표기이지안 그래도 이 

알을 쓰려는 이유는 다문화mu1tiωlture 와 다른， 미하일 엠스타인의 

트헨스문화 개념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 러시아 전문가인 엠스타 

"1 에트하트 앙얘스는 자신융 온건 인용주외X ‘ n ‘"’‘ m여‘어로 인정했다 그 
러나 양세라 인록운용외 갱우 얘formisme용 이보다 강연언 개혁주외톨 의미하 

기도 언다 Ali Merad , LL réφrmisme musulmon ell Algërie de 192) à 1940, ES5Ili 
ιhfstofre religιuse et socûlle, Algcr. Lcs Editions 티 Hikma, 1967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억의 정제와 다혼 용찌외 교사흐에셔 트연스깥파톨 

영는다 드갱스용와는 션포핑 수 없고 다얀 추구의고 우리 자신외 운화의 양랑 

과 연흰，，，어n…1>1;""" 이라는 외엉한 정엉으호 우용핵으로 성현외는 자유이다

ISUD(lntema ’i。 、이 Society for Uníversal Dialoguc), Clossary, TRANSCUL . 

TURE , 2007. 1 t. 29. Author. Mikha i1 Epsteîn‘ http://glossary .isud.orgl2007/ 
t t /transçulωre.html (2008, I L 24 최종정씩) M. E야tcin얘 따르연 다훈0} 

M“!icullu'"가 각기 자신 있는 자기 운화톨의 용존。1타연 트앤스용파는 각기 오 

자란 훈화용의 어용링이다 

t2)M 영스타인의 트생스g화 재녕 구짝용 러시아의 포스트공산주의약 서구의 

포스트e대의 앙유와 '1이용 용석하려는 에서 나용 것 장아 그러나 얘정의 논 

외와 상연영이 개녕액 성영용 욕g고 산성한 충격올 주며 문언용 여러 형얘로 

영 사이트에 공개원 상태이다 (M. Epstein. After the Futuπ The Poradoxes 01 
Poslmodernism ol1d Contemporøry RU5Sio l1 Cullurt , Amhurst: lhe Un!vcr.;ity 

이 Massachusetts Presι '" ’) 특히 Cu Iture-CulhJ.rology. Transcu lhJ.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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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 따르연 트랜스용화에 션 인간툴용 그의 소속파 앤천에 구속되 

지도 않고 그것융 저어리지도 않고 자기의 문화훌 생성얘갔다 이 

문확훌 식민지와 식민지배 세력의 판계에 대입한다연 피식민지인 

용 자기의 경계에서 자신융 보존하연서 총속갑에 시달리지 않고 다 

용 문화흩 채택하는 자유로융융 강는다 

그러나 식민지인톨온 다용 어떤 문화보다 권력융 양식 있는 권력 

이재끌 하는 정치문화 주제가 중요했고 트앤스문화외 성격용 트앤 

스정치문화로 연장철 수 있다 Ll' 왜냐하연 정치문화란 우룻 문화라 

고 하는 것의 지반이기도 하여 더구나 식민지쳐렁 갱치적 예허가 

원 상태에서는 갱치문화는 삶의 기온일 뽕이다 서구와 질온 분화 

왼 스타일옹 아직 바라보기도 힘든 샤치이다 ", 식민지에 뀐요했댄 
그러한 정치문화의 요소는 아아 경제객 보장파 지혀 사고방식융 누 

리는， 따라서 이유 없이 앙박받지 않는 인인Peuple 외 정외 κl 그로 

부터 갱치적인 것이 군사격인 것용 셰어하게 하는 인민의 의지， 자 

연히 오든 결정에서 혹력이 허용되지 않고 비폭력외 주체이자 대장 

으로서 존중되는 인민외 자유 갈용 개녕으로 모아질 수 있다 

")르헨스정치용J! •• ‘에@‘1ω…는 장갱객 용어이지안 Transculture~ 한 

영역으표간주필수잉다 영스타인의이훈억깨녕용전혀언갱색이지앙기예 

문이다 -Hyper in 20th Century Culture: The Oialectics of Transition From 

Modemism 10 Pos tmodemism", P05tmodrnr Ü이"π Vol. 6, No. 2, lanuary 

,,.. 따라셔 갱'H<화가 그외 개냉 안에서 육자색으호 다우어쳐지 앙아도 우 

리가 여생시잉 수 있다고 보인다 언영 악연하끄 각양각씨힐 수 잉는 정치훌억 

’l녕에 얘에 다용을 창조g다 Ronald P. Fonnisano, πñe Concepl of P，이iti 

011 Cultuπ"， /0“”‘tU øf lnltrdi,øpl’'''''y 에'story. xxxl, ’ (Winter, 20( 1), pp 

}93-426 
l ‘) 예톨 를어 언 프랑스 정쳐용희 논입에는 션용객 갱쳐훌J! 자유쭈의 갱치웅 

화j 용여여 오영， 샤회쭈외 갱시용파 용으로 정치운파톨 구용하고 았대50멍e 

Be rstein{s.d.), I..n c ‘ltU rf$ poIiliqUd t7I Frønct, Seui l, 1999) 하지인 이러한 다 

양언 영역온 그에 선예하는 '1용혀인 정치여 권리와 예위가 갱염원 식인지 깅 

용 상앙에 예당핑 수는 없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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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온 흑히 알제리 민족운동의 최종 션택이 갱치와 

는 사뭇 다른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녔던 껑， 1，) 그것의 연장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1990년대의 경치척 혼란과 폭력의 희 

생이 너무도 심각했던 정과 연경된다 J6' 그러나 의문온 더 커지기 

도 한다 식민지는 우력 칭공과 정복에 의해 식민지라는 정체생으 

로 강동되었으므로 힘의 논리 외의 다른 지평용 없었는지， 수취와 

이융， 강제걱 지배에 몰두하는 외세의 흉치 하에 놓였기 때문에 생 

산과 인민의 관계훌 달리 규갱하려는 자유의지는 왈가놓했는지， 경 

흔적으로 식민지의 갱치척 에허화용 어영게 의식했고 욕구에 대한 

준비가 무엇이었는지가 모두 의문인 것이다 

용건주의훌 엽제 개량/개혁주의로 바꿔 말한다연 그 사상은 혁명 

주의보다 갱치척인 것융 버리려 하지 않는 에에 주요언 욕징이 있 

다 그렇다면 경제와 교육이 지극히 빈약한 용모지에서 이에 대한 

당융 완성할 수는 없었겠지안 일련의 구상도 없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 그러나 양셰리천갱이 양셰리 인용용용파 앙정원 것용 아니라고 보인다 션쟁 
당사자인 인쪽에앙정씬Fω F""'t d~ Ubé<ation N.ti"....l. 용 에살리 하즈 계영의 

pπ(민종앙)에 연경외었다 따라서 션갱 션 띤종용풍파 전앵 사이의 연경융 강 

조앙 수 있다 Robo꺼 Malley, The Callfrom Algeria. Third Worldism , Revolu 

111m. and 1M Tu꺼 to /,‘ 111m , University 이 Califomîa Press, 1996, pp. }4-35 

16) L 988년 이융캉구앤션섣 F""'I 1.1.00씨"" du Solut 이 주R 정씨셰획으흐 대두하고 

'99'년 양껴리 갱부에 의예 에산 잉 ~ 찍어도 '99’→‘년껴지 갱시 용강피} 용엉 

켜 욕혁으로 "안 영 이상외 여생자톨 낸 것용 거의 얀정원 사설이다 이 상앵에 

대한 용석으로 Noureddîne Abdi, "Origine ct fondemen‘ de la subordînatîon 

du politîque au militaire en Al앙 ric" ， AW，까L， N‘ 24 (2001), pp. H9; Al암ric 

니 guerre des frères, μs Temps modernes, N。 ’8O(199~); Lahouari Addi 

L‘ÆI앙rie fI ω di mocra!ie. PQuVQir et cri~ du pclilique dans rAJgerie contem 

poraine, La Découverte,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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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흔· 온건주의17) 민족운동파 정치문화의 전이 

l 방법론에서 대의로 ‘알제리인민선언’(1943) 

에르하트 압에스는 비폭력 노선용 훈명하게 주장했용 앤 아니라 

1940년 이전에는 지배자로서의 프랑스의 존재훌 인갱했다 더 정확 

히 양하연 1930년대의 그는， 알제리는 프랑스의 일왼이 되어야 한 

다고 믿었던 이른바 ‘동화흔자assimilationniste’였다 l에 그러나 그는 

결국 알제리 톡립전쟁에 합휴하며， 전쟁의 주체인 FLN용 195 8년 9 

월 알제리공화국임시정부GPRAI9)의 초대 의장에 그올 추대한다 

그러므로 압베스의 민족주의 역정에서 언저 의문시되는 것이 그가 

어느 시갱에서 어떤 이유로 동화로부터 독링의 방향으로 선회 했는 

가 하는 쟁이다 앙베스뽕 아니라 북아프리카 민족 운동가률에게 

중대한 연화용 연으킨 것온 2차 세계대전의 천황이었다 얄체와 오 

항 등 욕아프리카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한 것이 1942년 11월인데 

이군의 출현온 유럽 식민지의 민족훈동에 예상치 않온 천기훌 마련 

해주었다 2이 이미 1940년 6월 프랑스의 때앙으로 지배자는 더 이상 

"1 여기서 우리양1 용경주의 는 흩어 réformi“~와 modeste라는 앙을 @생하 

여 사용언다 온건주의외 내용용 혁영객이 아니며 비용혁융 원역으호 하고 생 

갱혀인용건깨억'"션에 비중융훈다 

18) Assimilation용 식인지 양셰리에서 엉셰적 정치혀으호 사용하언 양이고 역 
사악자§이 악용객으로 받아톨。1는 용어이다 "세기 프링스외 아g리카 혹인 

을에 대한 톰짜 g찌에 대빼셔는 싱재용 r아프리카야 "인이 이이겨 18- 1 9에 

기 프랑스톨 중싱으로..를어웅희권연구 •• 세 171, 2007, pp.121-124 

"1 션갱파 연상융 앙에 수앵에 가야 ’i연 FLN에서 19)8년 9생 주로 대외 씩우톨 
당당힘 갱치기구호 양셰리풍화국잉시갱우CPRA: (;cu‘’"""'1 Provi<oi", d~ l;o ~ 

a셔~ι..，…‘톨 앙셜언다 
2이 미군 상륙꾀 항찌 톨위기가 연g다 인옥주의4를용 대셔양 헌정(1942년 8월 

"영)의 안식민주의 이에융흐기톨 빙아률었다 그리고 내쭈혀 이견을 지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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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자'" 얄제리， 튀니지， 모로묘의 욱야프 

리카 3국은 드골이 지여하는 자유프랑스군과 프랑스 용국에 수업 

왼 비시 체제， 그리고 이군으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 3자 간의 새로 

용 역학 판계륭 주시해왔다 욕히 알제리는 자유프랑스군의 본거지 

였고 식인지 중에서 가장 많용 수의 우슐링 군인용 제공했기 때문 

에 충분히 발언권용 신장시킬 수 있었다 n) 북아프리카 일대의 전 

략적인 비중으로 목일 역시 이 지역의 지지률 원하는 상황이었으므 

로 알제리 민족주의자들로서는 드물과 왜탱 사이에서씨 누가 더 알 

제리의 연화에 유리한조건율제시하느냐가중요할뿐이었다>4) 

이미 l차대천에 종군했던2>) 압베스는 이 국제정세얘 기민하게 

로 었다 Mohammed Ha.rbi, ‘ Massaçre en Algérie", μ Monde diplom이띠"'. 

mai, 200’ 
21 )2차대전이 프랑스 삭인지율과 프랑스 찌국의 싼계에 왕엉언 용제용 제기언 

사건이었융용 톨엉없다 c.，녀 Britto‘ "France's Colonies and the Second 

Wo'버 War"， L'Es"rit Critltl llr Vo1. 47, No. I(Spring 2007). p. 6 

22) 냥우 유업 상욕의 거정이었언 。1당리아 카시노 션루에서 일찌리인 14 ，000영 

이 견샤힌다 2차대전에 종군언 우e엉 군대에 원뼈서는 Christine Levisse

Touzé, L’'Afriqι du Nord dans /(1 guern 1939-194ι Albin Michι1， I99a 

2}) 에영 앤수는양애리 국우억외CaOOl Natlonω 에 서융으로우슬링툴흩유링인 

용피용척，용수료잉영혔다 에 ，!용또 1870년 이후출픈우슐영률의 앤성융싱 

언 유대인 사인권 크헤이으엉 -‘。~융 1940년 "월 예，)l!다 유대인파 

우슐링 간외 안욕용 )9}’년 콘스탄원에서도 유영 사얘. 잊깨 었다 

2씨 Amar Naroun , Ferlult 싸야S oll les chmrins dlla SlJllvcrll ind~， Denoël, ]961 

p. 8~; 이 강용 태오는 기회주의흐 보영 수도 있지안 자유g링스는 션이고 에탱 
갱쭈는 악이라는 사고양식용 성엉하지 않았다 C. Britton, "f rance's Colonies 

and the 5Kond ‘"'orld ‘'Ýar", pp. 2•, 
2’)토악인 ￥때는 1 73 ，000영인에 그 중 87 ， 500영이 창전었고 "ρ00영외 우술링 

사양자를 냈다 22 ，000영외 양제리 유영인 사망자도 망생혔다 l차대션외 우솥 

링 양찌리인외 장션을 요칙 강세객이었다고 g 수는 없을 것이다 식인지 경영 
자톨인 를용∞@혹에셔는 장전으료 에극싱이 고양의어 그들외 사여객 지애가 

상숭하l 또한노용에외 융쩌호 입급이 용각강 것을우려하여 우슬링흩외 프랑 

스군정집에안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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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갱치 강각이 있었다 식민지인즐의 전쟁 동앤융 거부하지 

않용그의 입장용유회적으로보이기도하지만그자신이 참전했고 

그것옹 지배자에 대한굴복용 의미하지 않았다 동원이 용가피하다 

연 알재리인즐이 지용하는 피의 대가융 받겠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 

었다 26) 압에스는 전쟁용 이용하여 1943년 2월 10일 ‘알찌라인민션 

언’"，용 공포하여 프랑스와 동시에 미국에 대해 알제리인즐의 용영 

올 위한 즉각격이고 궁극척인 요구사항용 전달했다 이 션언온 그 

의 이녕격 전환용 기록하였융 쁜 아니라 강경파인 에살리 하즈와 

사이에 공동전션의 가능성용 옐어놓았다. 수도 알제의 전 시의원 

부엔생 Me Boumendjel 의 자택에서 이루어진 션언셔 작성에는 압베 

스의 동지를파 여러 갈래의 민족운동 인사를이 창여했다 서영자 

28영옹 강경파인 알제리민중당PPA 대표툴， 01슬랑 융법학자을，38) 

셰이크Oteîk(이융랑 지도자l， 무슬엉학생회의장， 도의원들， 재정대 

표단Délégatìon financière ,29) 그 밖의 지도충 박사docteur률이었다 이 

러한창가2별의 연연옹우선 종교 인사가차지하는사회껴 비충용 

알려주여 또한앵정칙 인사둥이 민족용이반한친올파가아니라어 

떤 경우에는 민족올 위한 대의와 운동에 총사하고 있었용융 시사한 

다'" 이 선언용 우슬링 얄제리인틀의 실정적인 정치 경제척 주권 

26) "r.e service militaire des Indigènes., Ferhat Abbas, Dt la coJonie ~’'5 la 

pro씨π，Lt fiαIU! Algbit“19JO) 5uiui dt Rφporl QU Marlic뼈 PetaÎn(Avril 
1941), Éd itions Gamier Freres, 198] , pp. 35-46 이하 Lt ft rmt Algtrlen으료 표 

가앙 

'"선언용 of으a스의 션언용 갚거"1I고 현'lI。‘”‘보다 강영언 여이요 '.액 
외었다 '"미amin Stora, Zakya Oaoud, FerluI t Abbas, unl utupie 이'gêrierrne， 

E‘enoël,l99’, p. 1I8 
28) 이슐링총'"지도자융융양하는융라아에 대에서는다용의 각추 H)을보라 
29) 1898 녕에 성쳐잉 찌정대표단제도는 세급 징수톨 에잉진 기구이여 농혼파 도 

시에서 션흩되었다 훌륭 3용의2， 우g엄 3톨의 ,-" 구생되었다 
30) C. Lev isse-Touzê, L‘AιfriqlU! du Nord dans la guerrι pp.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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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자치， 그리고 우슬링 국민공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했 

다 3D 

‘얄제리인민선언’은 이처렁 방법흔의 추구와 이녕척 대의률 성어 

놓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프랑스의 갱치적 지왼으로 자신들의 

정치문화흩 구축한다는 구상이 혼을리는 것올 느꼈다 1936년 5월 

프랑스 인인전선의 수립옹 프랑스 내 화따뿐 아니라 알제 A’g"의 

노동자를도 환호하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압에스는 인민전선의 수 

반 레용 블롱이 전 얄채총독인 모리스 비용에트의 무슬링 판련 엉 

안에 꽁동 서명한 것올 큰 기회로 간주했다'" 비용해트 업안은 우 

슬링 시민권의 확대 를 가져 옹 개혁 엄안이었고 비록 21 ，000명으로 

시작하지안 시민권 확대야알로 압에스의 숙원인 파제였다 그러나 

프랑스 제3공화갱용 상대로 한 부호 식민경영자 황룡∞100 들의 집 

요한 앙해와 로비로 비용레트 법안은 표경에 불이지도 옷하고 무산 

되었으며 압베스의 션환은 이때 비롯되었다 ‘나는 프랑스와， 프랑 

스의 사명을 마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올 믿듯 믿는다~}3)고 했던 

앙에스이지얀 블룡-비용에트 엉안의 실패용 옥도하고 실패의 분명 

한 이유흘 간파했다 프랑스는 확따라도 알제리에 대한 진정한 개 

'" 선언애셔 요구잉 사앙동용 다용피 앙아 식'[1아 이년파 에지， 강대국파 약소 

뭉에 요두 적용<1는 인인의 자기쳐용권 자신의 언엉융 보장 믿는 양제리(인종 

파종교의 >1연 없늠요등주민의 >f%와영용， 대 농업깨어에 의한용건 쇼유의 

예>1 잊 다수 농용프용에타리아의 g지의 연리， 프랑스어와 "1깐가지 자격의 

용용어후 아g어 인정， 연흔의 자유와 갱사권의 자유 냥녀 양생 어원이의 외우 

우상.i!.-&;.， 오" 주인외 예애의 자유 잊 요은 총jil에 쿄회와 국가의 용리 혀용1. 

우e링 영세리인융의 육각칙이고 심정적인 갱부 장여 1 갱파톨 악흔하고 오듣 

갱치엉파수강자외석잉 

12I 에용용용용 1936년 ’월에는 그령깨 엉육하재 개입한용용-비용에트 업안의 
수호는션허 재의지 앙고우S융용었다 헤용용퉁용여2-1 j;}얘 여러 엉안예 서 

영었고 신잉용 냥용했다 압빼스는 프랑스 사피당의 션의와 경안릭융 더 이 

상 잉지 않앙다 A. Naroun, ferhat Abbas 014 Jes chemi l1 s, pp. 6 \, 65 

33) A. Naroun, Ferhat Abbas ou les chtmi’15,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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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의 의지가없었다 지배는어디까지나지배였다… 

이로써 갱차 확고혜진 압에스의 투쟁적 태도는 ‘인민선언’에 이 

어 1944년 3월에는 혁영파인 에살리 하즈와 협의하여 ‘션언과 자유 

의 벗’ AML: les Amis du manifesle et de la liberté용 창설하는 선까지 나 

아갔다 선언파 자유의 벗용 50안 영의 지지자흉 모옹 것으로 보고 

되기도 하었지안.m 공동의 운동이 장시로 끝나자 압에스는 그 해 9 

월 r래갈리태，(영둥)훌 창간하여 신문에 ‘인간의 명동， 인종의 명동， 

인중의 영퉁’이라는 부제흩 용인다 또한 처용으로 알제리 국가라 

는 칭호용 신문에 쓰연서 이 국가륭 프랑스 연방으로 이끌고 이슬 

람파 기옥교의 화해훌 도모하려는 그의 구상이 전개되었다 

2차대전융 계기로 한 민족운동의 고조와 이에 역앵하는 프항스 

의 완강한 지배 의지는 1945년 3월 8일 우슬링의 시위에 대한 대규 

모 탄압으로 정정에 달했다 이 셰티프Sétif 사건이 알제리전쟁의 기 

왼용 이룬다는 사실용 특히 레이←콜드차이게르의 연구로 입중되었 

는데뻐 압베스는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약사 흩신인 그의 약 

국이 세티프에 위치했지안 그는 당시 알제에 었었고 무엇보다 쪽력 

에따론희생율조금도원치않았다 그러나사건직후그는알재총 

목 접견실에서 체포당했고 용기에 책임이 외다는 혐의 아래 ‘프랑 

스 주권 칭해’ 협의로 기소되어 알재의 군사갑욕에 수강되었다 

씨 c.-R. Ageron, "Ferhat Abbas et I‘v이 ution politique de l'Al야rie musul 

mane pendan‘ la Seconde Guer l"(' mondiale, in C .• R. Ageron, α”“d， 

rAlgbù ι4φlnllU， Éd ltion‘ Boucheoe, 200’<111 Rl!'Vllt d'histoirt maghrtbint 

197~)， p. 266 

m 1945년 4애 나치 욕잉군의 예애와 샌프캉시스요 유연 현장에 영시원 약소인 
용외 에앵1 인도예시아용의 혹엉 2영양i 시리아와 헤바논~ .. 러싼 영톨외 각쪽 

천 용에서 양셰리 우f링률의 회앙용 고조되었고 이 영양으로 신용의 구륙지가 

늘었다 

36) Annie Rey깅이dzeigeι AIll' origintS dt 111 gurrrt d'이'gérι 1940-19‘,. u 
Déoouverte, 2002, Intnxl.uct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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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월 강욕에서 냐오연서 그는 와해원 AML에 대신하여 다시 

‘알제리선언 인주풍앵’UDMA: Union démocratique du manifeste algérien 

올 창당하였고 이 당의 이용으로 알제리에 배갱원 프랑스 제헌의회 

의석 11석 중에서 11석용 차지했다'" 그러나 그의 민족운동옹 정 

당의 수립으로 표용 획득하려는 올옐쩍 이해훌 녕었다 정치객 예 

허처렁 된 식민지 사회에서 어떻게 하여 인중의 자럽 의식올 함양 

하고 그 힘으로 대자본의 압박 아래 종속된 식민지 민중의 자유흩 

획득해나갈 것인가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것올 위해서는 외세 

아닌 자기운명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불질 이상의 힘올 바라 

영혼을찾아야했다 

2 패배하지 않은 가치판 개혁 이슬랍 

그는 서구적 가치를-인민， 자유， 명둥이라는-높이 샀으나 이 

슐랑이었다 ’" 그가 。1슬랍주의자인 것온 1924년 알제 대학 시절부 

터 분영했다 써 이 시기부터 1943년 알제라인민선언올 발표하기까 

지 그는 식민지 알제리의 갱치적 거율로 성장했으며 이러힌 경력으 

로 개인 생활이나 문화 양식이 부르주아켜， 앵리트객이라는 지단용 

받용 안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슬랑이냐， 서구객이 

") 프장스 팍인의회 l“‘mblh " ... ;.;"".1< 얘 영제리 대요가 의앤으로 션*외는 것용 
1848년 용ol뭉 언엉얘셔우터 영기되었다 양껴리가 도의 지위었기 예용에 ￥수 

되었고 이 강용 대요성용 다용 프강스 얘외도에 일완썩으로 혀용원다 

"1 이 긍에셔 우슐링싸떠 m ε 대셰호 아양인이어 이융양을 입는 사회혀 업혀 

지갱이다 이에 비에 이슐앙이강우융령의 종교톨 가리깅 예 시F용언다 

’9) Ferhat Abbas, "Les raæs su야rieures -Coloniasation 1'1 isla misati。 κ;"La
∞lonisation elles hai야s religieuses conlre Islam", Le ft unt Alglirien 

‘이 엉망켜인 강도 있-)얀 냐양파 ’*용 잉닝도 있었다 .그는 에종도뇌르훌 방용 

카아드'"'외 자식이고 프랑스 여자의 경용했고 파리 샅흉외 언어로만 자기요 

현융 g으며 프랑스의 용 안에서안 자신과 종교적 용지융의 강혜를 보있다 i 

알쩨리 인종훈용파 정치풍찍의 전이 ” 



냐 하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개의 상이한 원천을 화합하고 두 가 

지가모두힘이 되게 한것이 그의 태도였다연'"좀납득하기 어렵 

다 에살리 하즈의 민족주의가 보다 민충격이고 그 때문에도 이슬 

랍과 결부왼 것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 교육이 옴에 배 

었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념객 의의흩 크게 믿온 식민지 지식인이 

이슬랑이라는 자신의 유산올 종교적으로도 회의하지 않고 정치적 

으로도부정하지 않옹이유가어디에 있던 것일까? 

이슬랍에 대한 그의 깊온 존중파 자부싱은 서구 제국주의흩 비판 

하고 서구 문명용 때로는 거의 우시하는 원천이었다 알채리 정계 

의 주목용 받는 20대 초부터 그는 우퉁인종 이흔온 유업인의 고얀 

이며 그 이론에는 무슬링 문영에 대한 경열이 용어 있다.>!고 직언 

했다 프랑스는 타고난 지애자라는 이혼용 그는 완전히 거부했다 

인종에 따흔 천성적 우열흔온 타당성올 갖지 않았다 ‘ 문영옹 산 

업과 군사력의 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속에 있다 안 

약 그것이 아니라연 운영옹 없는 것~H)이었다 때배한 것옹 군사력 

일 완이며， 이슬랑 문명이 아니었다 예컨대 그의 충생지이여 농민 

률의 땅인 소小 카빌KabyJe옹 프랑스군의 남쪽한 정복이 끝난 후에 

도 1879년.1881년.1901년 계속 용기플 기도한 저항의 땅이었다 441 

문영에 대한 이러한 압베스의 판정은 그에게 독특했던 것용 아니며 

1920년대의 알제리 식자총에 상당히 공유왼 강정이었다 

Pierre Montagnon, Hist，αre dt "Algérit , des origines d nos jours, f’ygmalionlC 

‘~atelet， c. 1998, pp. 22}-224 

.,) 캉". 01'"앙 션용가인 이" 약묘스드는 세구와 이‘;암의 상호 j아에역 대도는 

비딴에도 g구하고 두 셰계에셔 요두 엉성되어 온 이성주의의 자산이라고 앙엔 

다 Yves Lac∞κ， ffi, μaldoun ， Na;SS4l1 ce dt /'histoire PIlSSé du tiers mond，ι 니 

Dérouverle/l’'oche, L998(1966), Prêface 

42) Ferhat Abbas, Lt Jeune t\lgérien, p . 89 

43) lbid 
44) B. 51ora, Z. Oaoud, FfThat Abbas, pp.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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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항 것도 없이 이슬랑은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중대한 장애였다 

장얘 정도가 아니라 악강한 군사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씨 부서지 

지 않는 크나큰 장역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갱부는 1900년대 초까 

지 성지인 에카M=. 순혜흩 방해했고 무엇보다 이슬랍용 버리연 

시민권올 부여하겠다고 식민지인즐의 심리적 교란용 획책했다찌 

그러나 이 조건으효 시민권용 방온 사량이 2차대천 천야까지도 단 

수천 명에 왈과했다는 것온 알제리인를의 자기 종교에 대한사수의 

의지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마땅히 압베스 같윤 성격의 갱치인은 

이렇듯 깊은 얄채리 민중의 정신력용 높이 셨용 것이다''1 실제로 

태풍하는 얄제리 민쪽운동의 구심정이 이슐항이었다 

그러나 그훌 오해힐 여지도 있다 압에스의 택스트에 우슬링과 

프랑스의 화해톨 설교하는 구절들이 번언한 것이 사실이기 때운이 

다''> 그것용 인총과 종교의 화해가 인류의 공영에 지극히 멸요하 

다는 그의 인식에 기인했다 그 때문에 그는 이슬랑올 신봉하연 다 

른 운영과 다른 신앙옹 배혀해야 한다는 함정 논리에 와지지 않았 

다 “우리는 충오와 보복의 강정용 키우지 않겠고 양해는 가놓하 

다~49)는 것이 그의 전재였다 결국 인총파 총교의 화해룡 믿고 소망 

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운영한 조건이 따췄다 유럽인의 중대， 기옥 

4>)최대의 앙생의 하나는 1871 년 영 오크라니Hl MoI<r>ni 지여 아얘 잉어난흥￥ 

앙찌리외 ￥기었다 Be rt rand Taithe, Citiu끼ship alld \0'，‘aπ Frlltzct in Trir1n이" 

/870-1, Routledge, 2001 , pp. 81, 8’ 
46) 초기외 시인권 쭈여 ￡건얘 대얘 Ibid. ， pp. 8}-87 

") 그러나 서구 운냉용 야양 이슐강 용영j 용아프리카 우슐링 용영율 칭에하는 
기도응 꺼당에 용 것S3ε 여야혀는 그의 잉경용 와연하다 Fcrhat Abbas’ “ 
lerme Alg，끼'"‘ p. I1 

48) 이 가놓성에 대한 회의와 산회용 용시에 나타내는 구청호얀유는 하냐영 것 

인가?lñu……““~ ..".?", Ferhat Abbas, Autop.“, d‘J/nt glltrTe, Édîtîons 

Gamier Frères, 1980, p. 327 

49) Ferhat Abbaι "Justice et loyauté d'abord, politique après. N이re pro 

gramme" μ Jeune Algirien , p. 162 

양채리 인종용용파 갱>) 운화의 전이 ” 



교화， 이슬랍의 파괴로 자신의 운영의 업객옹 강제하고 토작인에 

대해서는 경멸， 예총， 칙취란 버려야 혔다 무슬링 지식인옹 그것을 

양해하혀는 것이 아니었다씨 

그렇다연 이슐랍이 달라져야 했다 종교와 신앙이란 명목으로 세 

속융 초월힐 것이 아니라 도단에 빠진 인중의 안정용 률보고 삶의 

의지융 북동우어야 했다 식인 통치는 사실 어디라도 토지와 산율 

과 노동력올 예앗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토지와 생산의 박탈 

로 안전파 안정융 잃온 사랑을이 싱란해져 자조와 사회적 격리 속 

에 ~지는 것이 휠ll.했다.’" 그것이 토지 와 생산물의 잉여흩 대거 

융수해가는 식인 지배의 이유이기도 했다 얄제리의 상황온 륙히 

위협객이었다 우슐링 민중율 직정적으로 경멸하고 앙박하는 것온 

보이지 않는파리가아니라당장눈앞에서 군링하는부호쿨룡을。1 

었다，’" 알제리우슬링학생회 의장으로 정치 논설을 쓰던 때에나 

1934년 세티프에서 시작한 의원직에서냐 그을 경제권용 휘두르는 

대콜용용 압베스외 숙객이었다 식민지라는 예쇄적 정치공간용 이 

용하여 용건척 군헝용 지속하고 륙아프리카 문명융 경멸하는 주법 

이 대콜룡흘이었다 이 강성한 세력에 맞설 강력한 우기는 이슬랍 

앤이었다 1930년대의 아슐랑옹 자신의 소영올 의식하고 잉어선다 

얄리 메라드의 연구로 규명되기 시작환 이슐량 개혁주의!ifor 

mlsme는 20세기 알제리의 저명한 이슬랑 지도자 앤 바다스Abd al 

Hamïd Ben 8adis 의 지도로 1930년대에 크게 호용융 얻고 전파되어 

’이 Ibid 
’ 1) 인혹혀 자각파 인종의식외 싹용용산영파 풍회외 ... 건이 구비외어야 힌다는 
1너외 인혹주의 이용용 이 갱에서 역성액으로 타당앙 것이다 EmestG히lner 

Nationa1ism , New York U 、 iversity Press, 1997. 

’n ￥호 흩흥잉 보르고 ... ‘uι 톨라세트8뻐*‘ 요옐-'， 라비니.;.，스키아 
피노"""'"∞ 가용용 륙권객이고 예의객이었다 프앙스 정￥는 삭인 용시의 I 

용성융 위예 1890년， 1900년에 양셰리 프랑스인흩에깨 상당한 엉 액 권언을 ￥ 

여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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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 씨 1931년 ’월 창셜되는 알제리 올라마협회’이가 당연한 요 

구에 부용하는 종교운동의 온산이었다 1930년 프랑스의 알제리 정 

복 기념행사는 그 오안함으로 알제리인들의 각성올 낳았고， 심해지 

는언론단앙파교육차별에다같이대항해야했다 이러한시대적 

요구에 비해 -전연적인 괴롭힘용 받는 이슐항온’ i무질서와 미신의 

수준으로”’) 칭하해 있었다 외세의 갱략에 대해 톡렵걱이었던 용 

라마는사회경제적 토대흩용괴당해 약화되어 갔다”이슬랍고위 

성직자 아라부츠marabcωs틀은 20세기에 틀어와서는 카이드caïds 

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사기룡 영어뜨리고 그들이 프랑스에 예총되 

도록 부패해갔다 '" 그러므로 우선 개혁 이슬랍용 민중 위에 군링 

하는 아라부츠의 부당항용 지적， 꽁격하고 종교의 부왜상용 일소하 

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했다 올라마을옹 오직 프항스에 동 

화되기흘 주장하는 일부 옐리트충의 선동에 민중이 유혹받지 않도 

록 지켜내야 했다 중흥 지역에서는 아랍민족주의 Arab Nationa!ism 

가 통일과 일제갑의 상정인데 비해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랑이 통 

일과정에성융상정한역사가헛되지 않았다써 

>3'용라0'는이숱강 깅전에 용당에 있고이송강을 얘석，보존， 전수하는 ‘l안의 

삭자톨융 가리키며 영안적인 성혀지， 교육자1 영'"사의 수풍의 다르다 

54) L'Association des U!émas Musu!mans Algérier‘ 
5~) Ferhat Abbas, "Justice e‘ !oyau“ d'abord , politique ap얘s. Notre pro 

gramme", Ù Itlme Algéritll, p. 1’3 
'" 프랑스의 식인찍는 양1에리 영의 가운파 단얘에 요얘 내허용 토지소유 세세 

，nd。 ‘ mel\t sy“，m톨 짜피혔다 일찌리외 앵정 제도샤에 영에서는C. Coll。ι
Les institutions de I'Algérie durllllt la période rolonialt. 18J(• 19(>2, CNRS. 2001 

'" 이라￥즈주의의 취약성확 총쿄혀 고일외 양상에 대에 Ali Merad, μ rifor 
m;sme musulman err Algerie, pp ’4얘6 

’.) 아그헤브에서의 이숱연용 강용 아야권이라 에오 충용 아앙파 당리 용산외지 
않았다 기욕교구가사라진 것온 이이 1307년이여 그 이후 이 지역에서는 기욕 

교와 권력융 얘용하지 않았다 여라서 오료코， 껴니지j 일제리가 종교의 유대강 

용 아탕으호 정치걱 경육용 도오앙 수 있었다 이슬앙 개여용동에 대힌 싹월<! 

양셰리 인측운풍파 정치운화의 션이 ’ 7 



압베스 같온서구척 지성의 인사가올라마얘 척극가답하는것용 

윷라"1의 신뢰도를 높였다 。l슬랑 개혁운동이 보다 총교적이었든， 

역시 민족객인 운용이었든>9， 종교와 정치는 서로 지원했으며，@) 따 

라서 젊온 알제리 le Jeune AJgérien 옮흥과 쳐1휴했다 6" 양베스 개인 

으로 보연， 올라마의 판계가 원안하지만용 않와다 서구주의자률에 

대한 융라마의 긴장용높았고압애스의 민촉정체성애 대한회의는 

위엉하게 보였다 하지안 프랑스 식인당국이 생차 강세훌 보이는 

융라아 용동용 탄압하고 지도자을융 제，，"， 구금했용 때 앙빼스는 

(' 942년 3월) 내무부에 융라아률의 석방파 우슬링문화협회 창성올 

요구했다 탄원옹헛되었고 이에대언항의로그는 1942년 7월 재정 

대표단에서사직했다 

종교와 갱치 양자가 컬앙파 갈동용 그러냈지만 양자가 한의하는 

것용 민중의 파학성이었다 벤 야디스와 앨 바시르 알 이브라히미 

티Bachir al Ibrahimi 같온 개혁주의자툴온서구 근대화의 파학생용 받 

아률이고 동시에 아랍어 교육으로 이슐항외 파학생용 인충과 나누 

고자 혔다 용주， 게으용， 우지， 우연에 기대는 사회척 빼악용 과학 

생에 배치되었다 62) 그툴에게 민축용 획일걱인 집단으로써 외미 있 

검영용 Leon Carl Bro“’1. "The 1μamic Refo rmist Movemenl in North 
Africa", The lournol 01 M어'trn Afrκ:.111 Studies, Vol. 2, No. I(Ma r., 19(4), pp 

))-(i} ’9) 이f앙 끼억용용의 양세리 인흩쭈의톨 연홉시키는 연구는 L.C. Brown, "The 
Islamic Refonn비 Movement in North A에ca"; P.J. Vatikiotis, "Traditìon 

ô!lnd Political Leader5hip: 1lIe Example 01 Algeria", M써dlt [,u tml 51‘"" 
VoI. 2, No. 4(’ul. , 196‘). pp. )) ’ ))); $a id AL Alghllil.:lni. 1.μ.m And 1M 

Frrnch αcolonizalÎOn 01 Alf"u, 

60) 5aid Al Alghailani, I$llIm A찌 πt Frrnch α'C%nization of AlgtriQ, pp. 279-

280 

6') 엄용 암세리‘ 용용에 대언 션구혀 연구는 Charles-R。야rt Ageron, "Le 

mouvemenl "Jeune AJ앙rien " de 1909 à 1923", t ludts mllgh서bints， Míllmgts 

Charln 끼 '"'πJulien(PUF， I964). pp. 21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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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팡신이나 앵종이 이슬랑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올 납득 

하는 인중이 인족의 바탕이었다 그 때문에 양베스는 이슬람옹 명 

퉁주의 이녕파 높온 도덕성용631 가진 경전일 뿐 아니라 과학적 사 

고의 지칭이란 것융 끊잉없이 강조했다 이슬랑옹 고등교육에서 

제외된 민중이 외세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 

갈것인가에혼란올극복하도록즙기로했다%올라마협회는온건 

생용 당보로 프랑스로부터 협회 인가용 받아냈지만 24개 장@으로 

구성왼 현장용 종교의 쇄신과 아랍어 교육을 주요 옥표로 재정했 

다 개혁운동은 콘스닫틴， 얄채， 툴행샌llemcen 동 동에서 서까지 전 

개되었고 아랍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이 늘었다 식인체제 하에서 

가장 기초객인 자유의 도구는 다륨 아닌 교육이었으며 종교 의식， 

종교문화의 쇄신온앙재리인이란연셰갑의 형생에 기여했다 그는 

올라아와 함께， 우지에 반대하는 혁영의6’) 명요성용 밍었다 에E 

하트 압에스가 콜룡과 콜룡 대표을의 첫 언째 표적이었던 것용 이 

러한 민중 사상에 기인했다 그의 견해로는 식민지 착취에 체념하 

지 않는， 높온 갱신성융 가진 이슬람 공동제의 민중이 민족의 정치 

문화에 필수격이었다 그것이 반민주걱이고 반사회적인 지배자들 

에 대함힐 힘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상옹 고립적이기도 했다 

62) 'Statuts de l'As5∞ation des oulémas d 'AI앙n，’(5 mai, 19}L), C. Collot, μ 
mouvt끼샤111 national algéritn , p. 4’ 

63) Ferhat Abbas, ’""“:e e‘ loyauté d'ab。어 . politique après", lL ]fune AI 

gêritn. pp. ’ \-162 
(4) James McOougaJ1, History and t~ Culturt 01 Nation이15m ill Algeria, Cam 

bridge University Press, 1006, pp. 104-[]0 언연 양세리의 요육 수중용지극 

히 인약었다 19’6년 양제리 총육우 용계얘 여르연 우e링 인종(냥성)의 ，，%가 

용자톨 얘특히지 옷었으며 여생의 경우는，.%였다 Said Al Alghailani, 1:씨，m 
A,d 끼ιFπ"h α'CDloniZlllion of Alg，ηia ， pp. \12-113 

65)J. McDougall, Hislory and t~ C이lurtofN이ionolism in Algfria,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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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화66) 수용파식민지의 한계 

1936년 7월 23일 따라 쩍상부르 근처 생트외프 거리에서 세 사랑 

의 알제리 민촉운동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안나 의견용 멀어놓용 적 

이 있다，7) 뺀바디스， 압빼스， 에살리 하즈， 3인용 프랑스 본바닥에 

서는 인민전션의 숭리로 사회적 새 기운융 진작시키고 있지만 비용 

레트법안의 생사 여부로 긴장하여 어두훈 민족운동의 장래훌 어디 

로 가져질 것인가에 논의륭 모았올 것이다，8) 그툴온 모두 단결이 

아쉬운 시정잉용 통갑했겠지안 이 날의 안냥용 혈 소득이 없었다 

공동의 전션융 마련하기에는 각자의 의견이 얘우 상이했다 의견 

수준이 아니라 민족과 독립에 대한 거의 근용객인 시ι앙척 차이가 

그툴 사이에 가로 놓였다 에살리 하즈는 1937년 강력한 민족 이념 

융 기치로 알제리인중당 PPA흩 창설하고 에르하트 압베스와 깨꿋 

이 예어졌다 하즈의 입장온‘이 땅용우리외 것이고우리는아무에 

게도 이 땅용 팔지 않용 것-이라는 언명으로 냐타났다 ,9) 에살리 하 

66) assimìlation 외 &깅힐호 일안적으흐 ‘용화’톨 깐지안， ‘프캉스피’도 가능하다 
고 용다 프캉스는 자기 셰도톨 강제하고 우*영률용 이에 당히거나 안냉언 것 

으호 생각하연 용회가 어융링다 그러나 앵갱혀파 션용칙에서 칙소외 이껴안 

허용었융톨시인권도다수에게 거i유외는애용i다강요연혀 엄상이었율용이다 

안약 동화톨 구세화하허고 었다영 프랑스인파 아찬가져로 쿄용융 설시었어야 

언다 그영다연 에르하트 압에스의 용씩추외나 그외 시인권 의특 요구는 강당 

히 용j}라늠 인인혹칙인 용어로 요현외는 것용 객쩡치 잉을 것이다 용i다갱씩 

의 앵갱척 자료는 c.c이l어， μi ’”이”“’ions d .. r Algirit, pp. 14-1 ’ .,.., 
67) B. Stora, Z. Oaoud, f，히ω Abbιp.77 

68) 인민정션외 총리로 약소띤종 지도자률이 용었언 기대에 대에 WilI iam B 

Cohen, ïhe Colonial Policy 이 the Popu1ar Front", FTI!nch Historical Studits, 
V이 7, No. 3(Spring, 1972), p. 368 

69) 19}6년 7월의 안냥으호'1-터 "여일 지난 후 예상리 하즈가 양셰 연생에서 한 

앤언이다 

60 륙갱 훌여권아프리카의인종주의와근대생 



즈와 앙베스， 양자 간 대렵융 일으킨 것옹 주도권 다용으로 간주훤 

수도 있지안 양베스의 인쪽에 대한부갱객 인식이 큰 걸링동이었다 

압에스는 1936년 2월 r랑탕트J지홉 통해 ‘민족율 찾아보았는데 

냐는 핫지 옷했다’는극적인 발언용했다'"그의 언영응 이형게 계 

속된다 ‘민족주의는 경계가 지어진 영토 안에서 살도록 요구하는 

강갱이고민족틀의 관계앙융창출했다는강정이다 내가만약알제 

리 민족융 발견했다연 냐는 민족주의자일 것이다 끼1) 알제리 인촉 

의 존재성흘 부갱하는 이 알온 얄제랴 유렵인을에게는 압베스의 

친왈주의로， 투갱적 민족훈동가를에게는 민족에 대한 이반으로 각 

인되었다 이 발언 때문에 그는 앤 바디스의 올라마 앞에서도 자기 

입장올 해영해야 했다 721 사실 이 알온 누가 를어도 유혜하지 않다 

우슨 민족용동가가 민족의 존재에 회의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알제 

리에서의 민족 운제는 에 언스가 제의하듯이 매우 륙수한 하나의 별 

도의 주제 같다 731 그렇더라도 우리가 압에스의 이 발언올 연호부 

터 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l로써 그흘 동화흔자로 간단히 치부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단순화이다 그의 동화혼은 우리가 일반껴 

으로 상갱힐 수 있는 애국적， 이기적 입장이 결코 아니었다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함께 프랑스적 이상파 문화에 동의 

한 것이 그의 프랑스화흔이며 74) 이 점에서 지충해적 자유라고 할 

70) L'En /en/e fro. nclÞm“ ulmal1, nO 24, 27 fév rier, 109뼈C. CoII。이.t mouvenrent 

I1l1 liono.l, pp. 6’-(7). 
7 1) 1bid 

72) B. Stora, Z. Oaoud, FerFllll Abbas, pp. 76-77 

73) Martin Evans, 'ohn Ph illips, Algerill , An영'er 01 the D야IOSsessed， Yale Uni 
versity Press, 2007, int roduction 

74) 프앙스의 강영한 용화척 영양릭올 입용 륙수한 유영으료셔 식인지 양제리외 

지석인을융 보는 논의는 Guy peπi1lé， ‘ le fÔle des intellectuels rnusulmans 

algériens de f，。πmation ‘""어ise dans 1“。 이10n politique de J’Algêrie, 
19()8-I96T, Bulletin supplément, Revue d'hi~toi'e modeme et conlemporo.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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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문화의 실중적 사혜이기도 하다 

압베스는 자신이 친용파pro-français 라고 사랑를이 일컴는 것용 

의식했다"，그는 이에 대해 더 정확히 양하연‘나는프항스문화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76) 1789년 프랑스 혁명가플의 당릎과 공화주 

의 작가 위고， 민족주의자 르냥옹 압에스에게 척의 가치관이 아니 

라 보연생의 표상이었고 따라서 자신의 문화였다 그가 프랑스의 

자유와 민주화룡 당연하고 휠히 수립해야 할 체제로 인식했던 데는 

언어 문제가 기초흘 이루었을 것이다 그의 사고와 갑수성은 프랑 

스어라는 언어로 안툴어졌다 m 아랑어는 문어와 구어로 구용되고 

전문교육올 받지 않으면 운어 아랍어에 점근힐 수 없는데 압베스는 

그런 경우였다 달리 생각하연 지배의 언어흩 유려하게 구사하는 

것온 지배자에 대한 대항의 도구이기도 했지만7비 그가 알재리 민촉 

용흥가인 이상문제는 언어의 차원을 넙었용 것이다 

앙에스뽕 아니라 척박한 식인지 사회에서 이헤적으로 고동교홉 

용 이수한 세대는 이미 갱년기에 정치의식이 캉했다 1920년대의 

에미르 칼에드 Emir Khaled,79) 1930년대의 압베스로 이어지는 민족 

’, septembre 198}, pp.18-26 
7>)타rhat Abbas, ùμune Algirien, p. 17 

76) 1981년에 간앵외는 그의 액 r션생외 얘￥“"""，it 01.‘,-, 첫 에이지의 서언 
이 파스캉의 r왕에J 가운얘 얻 구껑이다 

77} 앙에스는 여러 인영융 §고 프랑스의 영융용 친구의 연연율 효여주었다고 한 
다 그가등이용으로 정치인Ceorges l.eygue, 사회주의자 Jean Jaurès，사회개 

여가 。lar les Gide, 총리톨 지낸 Ceorges Clemenceau, 에용 용용， 일제 총욕 
재잉 시에 안냥언 요리스 비용에트 용 

78) 강용 사에는 중냥이 충신의 저명한 안식민주외 씩가-정치인， 에에 세셰르 

Aimé Cbo.i,‘ 또는 앙에스와 거의 홍시대인인 암세리 “신의 비영가， 작가， 장 앙 
루슈 J.‘ Amrvuc:ho, 요로코 출신의 최e 대중작가인 타하르 헨 '!I~ '"、""，，，
J~11oun 에서 꽁용객이다 。1증의 이중 언어외 외미에 대에서늪 정지용타하르 

앤 '01 1’외 오얘의 아이 얘 나타난 정셰성외 양구와 이야기외 미료J ， r~앙 어，，>1 

권연구，. 제 "호. 2007 ， pp. 19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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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액락이 앞서 본 ‘젊은 알제리’였고 이 운동은 정치적이었다 

토착인엄 )oi indigène 폐지， 조세와 예산 불명동 갑소， 교육의 확대， 

(우슐험) 인신엉잉atut Personel, 의회 대표， 프항스 시민권 요구는 모 

두 프랑스에서 알제리에 통화률 요구한다연 거꾸로 마땅히 동의해 

야 할 조치로 요구되었다 1920년대 세대가 이렇게 강혈한 정치의 

식흘 발휘할 수 있던 이유는 운동의 연대가 욕아프리카 전역에 걸 

쳐 있다는 자신갑이었다 ‘젊옹 얄제리’ 회원 1 ，000영온 휘니지에， 

1'0명은 오로코 에스의 알 카라우인 대학에， 비슷한 숫자가 카이로 

의 옐 아즈하르 대학에서 북아프리카 쇄신에 공감했다8<" 특히 

1924-'}년온 북아프리카의 마지악 항갱이 되는 리프전갱 Rl‘ w"의 

해였다 프랑스는 에스파냐 지원 영옥으로 1차 대션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용 시쟁에서 병력올 집중 투입하여 이 항쟁올 진압했으 

며，，， 복아프리카 식자충옹 천쟁의 추이흩 주시했다 1922년 이라크 

79) 19세기 앵갱의 지도자 입드 영 카데g외 손자인 그의 띤촉융용에 대에서는 

c.-R. Ageron, "L'émir Khaled, p잉it-fils d'Abd el Kader fut-il le premier 

nationaliste algerienι ~nèse de I'Aψ'ie algir“ nne, Ed itions Bou마ene， 

200ι pp.13 I-1 64 

8이 휘니지는 양제리에 비하연 유링인의 수가 。}주 적고 안연 식자용이 상대혀으 

로 우"훈사회구조톨 가겼으나 산엉용 프랑스예 유리언 것이 주종이고 농업4 

토지는 프캉스의 이익에 잊게캉 악앙당한 상영옹 ，~"었다 오로표는 유엄인의 

칭양융 가갱 엉 영용 지역이지안 1920년대얘 와서는 비슷한 정양의 정찌 사'1 

상태흐 .져률게 되었다 인용주의 요구얘 찬 올융 끼엉는 것이 이 나각등의 유 

언인인 것도 아안가지였다 Jane Soames Nickerson, A Short Hislory 이 Norlh 

샤κ'Il: From P'e-Romll l1 TImes 10 the Pπ“nl Libya, 1lmisÎIl, Alge'ÎIl, Morocc:o, 
Biblo and Tannen, 1968. pp. 15~-1 8<) 

'" 리프션찌얘 대아 앙의는 프팎스 공산당 창당(1920) 후 휴산당 선g이 잉 r휘 

"1니에J얘 연용 R영되었다 Paul Eluard, "Conlre la guerre du Rir, 23 juillet 

'92이 Comile d 'action conlre la guerre du Rif, AppeJ à la g얘ve， 11 octobre 

192ι "Clartê", "Philosophies", "la Revoluli。 、 surréaliste" solidaires du 

Comité cenrral d'action , 16 oclobre 192’,Úi quesliol1 coiol1 iale dans 'I'Hum~ 

’liti"( 1904-2(04), Choix d'arlides présentés et ann이és par Alain Rusciα u. 
Dispute, 200~ ， pp. 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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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립， 1926년 시리아 항쟁 속에서， 에미르 캉레드， 엉온 투르크의 

케알 파샤 Ataturk Keπ.1， 리프 항쟁 지도자 압드 앨 크링 Abd el Krim 

용 전범으로 성장하연서 압베스는 왜배하는 힘쟁에 대한 근원객인 

원인에천착했다 

이슐랍 지도자 앤 바디스와 함께 그는 식민지인률에게서 갱복당 

한 원주민이란 개념용 벗기기로 했다 역사는 숭자와 패자의 논리 

가 아니며 갱북자의 원리로서는 동반자 판계로 전야하지 못하고， 

동둥한 주권 개념이 수링되지 않으연 항쟁 의 기초가부실힐 것아었 

다 압에스는 이 목적융 위해 지금 핑요한 것옹 시민권의 획득임용 

끊임없이 주장하고 프랑스에 이 조건의 실현용 요구했다삐 양 옆 

의 휘니지， 모로코 보호령에서는 프항스 시민권 취득이 국적 변경 

이지만 알제리의 상땅온 당랐기 때운이q 앞서 보았지만 1865년 

왼로원법 senatus oonsulte 01 래 우슬링이 이슬랑용 포기할 때 프항스 

시민의 자격율 갖는다는 규정은 알채리 무슬링용 짓누르는 정치적 

이고 성리껴인 압박이었다 

압베스의 사유로는 이 같온상태의 지위와경형으로부터 곧장옥 

험용 이훈다는 것온 신기루와 강고 우선 시민으로， 국민으로 진전 

하는 실질적 토대가 필요했다 그것옹 그가 프항스의 통치로 알제 

라인툴의 앞날에 진보가 톨아융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도 

래힐 것옹 빈곤화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객이고 제도 

적인 민족의 형성이 준비되어야 했다 어느 민족옹 천성적으로 열 

퉁하여 지배훌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따라서 부갱의한 

사회에서 갱의훌 찾용 수는 없다는 때살리 하즈의 입장’”파 달리 

82) 갱쳐혀 권리톨요구하는것용에미으킬헤드후터 이어진 양셰리 인옥요용의 

를거리었다 그는 양제리 우을링툴외 l차 대천창션 조건으g 프랑스지도자인 

흩헤양쏘와 쭈앙카에에게 권리톨 요구g고 휠손 이공 대용영에찌 친갱셔흩 보 

냈다 c.-R. Ager。κ ·니 아tìtìon de I‘mir Ka led au Président 에lson(mai 

1919)", Gn!~ dt /'Algém Idgmmnιpp.1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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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는 부갱의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현실주의가 중요했다 

그의 현실주의는 과학에 집착하게 했다 아마 그 알은 결국 서구 

화， 근대화융 가리킨다고 항 수도 있지안 그의 어휘는 파학이었고 

이는 다운히 갱략적 의마흩 지녔다 이슬랑이 과학적이었다는 합의 

와， 지금 우리를의 생활의 원리처영 원 것옹 프랑스적인 사고임용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이슬람과 서구흥 과학이란 

매개로 중청시키며， 상호 배척의 논리에 서지 않았다 그의 파학에 

대한강조는 이러한보연의 지명을드러냈올뿐아니라이데올로기 

의 추종대신 과학용신봉해야한다는의이흉내포했다 .. , 
과학객이란그땅은이데용로기적이 아니란뜻이기도했던 것이 

다 얄재리얻 아니라 1920년대의 민족운동은 공산주의의 영향올 깊 

이 받고 있었다 프랑스 공산당은 유럽 공산당 중 가장 모스크바에 

가까운 입장에서 이념적으로 어느 당따보다 더 식민지의 투쟁에 개 

입했고 또 호소력이 있었다，\) 파리에서 창성된 갱년 민족운동인 

‘북아프리카의 별'ENA: E‘oi1e nord-afrìcain 이 프랑스 공산당파 연관된 

것응 이 시기의 상항에서 당연했다，6) 그러냐 얄재리 민족운동은 

예를 툴어 인도차이나의 상황과는 아주 달리 공산주의에 의존하지 

않았다 북아프리카의 별용 주도한 에살리 하즈도 초기 수년 외에 

는 공산당에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안， 압에스는 처음부터 공산주 

83) B. Stora, Z. Daoud , Ferhat Abbas, p. 83 

84) 장산주외에 대한 그외 에연적 연당용， Ferhat Abbas, "Fanatisme el oom 

munismc", Le jeunt Algérieκ pp. lO t-116 

85) ThomM-Adrian Schweitzer. 'l.e Part i ∞mmuniste fran‘ais. le Comintcn、

et I'AI8'‘~r ie dans les an 、ées 1930‘ , Le Mouwment ;;ocial , no. 78, 'Le Mouve 

menl Ouvrier Fra때 is et I'Afrique du Nord" (Jan.-~’a r. ， 1972), pp_ 11 ~- I3{Í 

86) ‘ Lettre de "militants communistes nationalis tes" indigènes 아 Relizanes 

au Pnisident Herriot" , M3hfoud Kaddou 미"M。 、amed Guenaneche. L'Eto 

i/e nord껴fricaine， 1926-19J7, 시ger， Officc des publication~ universitai res, 
1984,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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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판성을 두지 않았다 87) 물론 압베스의 지지 세력이 에살리 하 

즈 지지자를에 비해 중간충이었기 때운이라고 셜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그는자유의 대의률신뢰했고 인인은자유로워야한다는가 

치관용지녔다 

그의 자유의 판녕。l 이른바 부르주아적인 의식의 호사였율까? 

개인 생활옹 민중총과 거라가 얼었어도 그가 보고 느끼는 것옹 웰 

라떠\.h 라고불리는알제랴 놓민충의 삶이었다 그것옹그의 시혜 

척인 관심이 아니었다 국척을 취득 naturalisation 할 수 없고 차별엉 

과 경창의 통제 아래 놓이는 부당한 조건 아래서도 알제리 민중온 

의연하게 우슬림 인볍융 지켰다 따라서 그는 민중에 대한 거리강 

과 우월갑용 두는 지도충용 정원했고， 동지였던 뺀 쩔률Ben Jelloul 

파 헤어지는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앙에스는 욕아프리카학생연함 

의장으로 정치활동용 시작해서 세티프 시의원， 콘스탄틴 도의왼， 

재정대표단에 계속 선출되었고 1947년 프랑스 제헌의희에 알제 의 

원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식민지인인 그의 정치 생얘는 민충의 상 

층에서 혜택올누리거나알제총옥부의 환싱용사려는행각과는반 

대되었다 그는 지방 판리의 독션파 횡포， 금전척인 부패훌 신문용 

흥해 끊임없이 고발하고 비난했다 “우리의 동측이 우지와 빈곤 속 

에서 죽어가고 었는 때 썩어있는 우리 부르주아지의 갱신 냐간 흥 

조"" 는 그의 지한용 받았다 그의 신문은 민중의 생환상을 보도하 

고 용석했으며 지배자들의 부당한 수활용 고양했다 그렇다연 이 

정 하나안 고려해도 그률 안순한 부르주아 민족훈동가라고 규정하 

는 것온 사실융 외연하근 단선걱 판쟁일 것 같다 

87) 오스크바에서 셰3 인터내셔명을 쟁성하연셔 칙갱 혹아프리카우슐엉에게 완 

성을 나타낸 것용 아닝 연이다 AbouJ.l(asse.m Saadallah, La m(Jl1tk du nillio 

nali~me en Algbi씨traduit de [ 'anglai야 Alger. Entreprise Nationale du Uvre, 
198}, p. 244. 

88) B. SlorιZ. Oaoud, Ftγ야 I AbÞas, p. 38. 

66 혹핍 용어권아프리카의 인쪽주의와근대성 



하지만 해명되어야 할 것은 식민치하에서 그가 그렇게 갱치적으 

로 앵동할 수 있던 조건과 이유일 것이다 두 가지훌 생각해 블 수 

있다 하나는 비록 인구 비헤에 비해 극히 흘평퉁한 할당이었지만 

선출직이 제도화되었던 정이다 '" 그것온 식인지에 대한 혜택이 아 

니라 프랑스의 도 자격으로 추어진 것이지안 우슬링온 시의원， 도 

의원 그리고 알제 의회， 더 나아가서 프랑스 의회에 진출했다 농촌 

에서나 도시에서나 선거 훈동과 출마흘 통해 우슬링 식자총은 민중 

과 소용하는 일말의 통로훌 가졌다 압베스는 신운올 근거로 이 선 

거 기재훌 대폭 활용하고자 했다 문앵율이 높은 사회였지만， 역으 

로 그 때문에 민족운동가를온 신문의 엘행파 확장에 열중했으며 실 

제로신문온이이 1910년대 이후얄제리 민족운동의 긴요한수단으 

로사용되었다""압베스는 1947년 r콩화국얄제리j률 항앵하기 전 

에도 계속 언론융 중시했고 신문을옹 천제자처협 앵세하는 지방 관 

리툴의 부패， 행정의 낭비， 카빌 농민툴의 약소한모습， 장인툴과노 

동자틀의 가혹한 삶을 현장에서 보도했다''1 민중은 가난했지만 뉴 

스와 지식을 갈앙하고 언론올 지원했다 

항쟁 지역이었던 콘스탄틴에서는 〈우승험 > ， (서민의 옥소리 > ， 

〈냥쪽의 판태프>， (토착민의 읍성 > ， (화해 > ， 본Bône에서는 〈알제리 

의 깃빨〉과 〈이슐량>， 압베스의 생지 인근인 지쟁리에는 〈라시디 > ， 

알제에서는 〈이크당>， ( 정의 > ， (연결 > ， (연단> ， (에타카둠)， 오랑에 

서도 〈앨 미스바)，(옐 하크〉가딸행， 판매되었다'"무슬링 언혼이 

학계의 주옥올 끌게 왼 것온 오래지 않지만 이미 1900년대부터 연 

89) C. Collot, Les institutions de l'Algbie, pp. 99- \0 1; ]갱-l}Q 

90) 1900년대 초외 신e과 인측객 져승외 용연에 판언 성영용 Aboul-Kassem 

Saadallah‘ La montûdu nlltionalisme III Algirie, pp. 10\-111 

9 1) A. Nouschi, L'AlgérilQmi re. pp. 111-112 

91) Ferhal Abbas, Lt JeU Tll Algérierι p. U.(당신풍 세호에 대한얘션옹생하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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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압에스가 활동하는 전간기에는 ’0여 개의 

신문이 간행되었다 9)) 아랍어든 프랑스어든 우슐립의 정치신운툴 

옹 리프션쟁 시기부터 탄압 체제 아래 들어갔다 그러나 갱간당하 

연 다시 이륨융 바꾸어 창간하는 방식으로 어느 민족주의 계따나 

신문발앵에 열성적이었다 94) 온건성향의 민족주의 신문온 공산주 

의 계열로부터 ‘부르주아 민족 개량주의’라는 비난용 툴었으나9') 프 

랑스에 비판척인 보도와 논조률 본다연 그리 간단히 말할 수 없으 

며 어떻든 파리에서 항앵하는 프랑스어 신문툴을 항쳐 인족 운동은 

언론투쟁과결합했다 

이상과 같옹 그의 대의Cause 9.J- 선거와 의회 활동에 비중율 두는 

정치 생활，무엇보다신운에 칙정 글융쓰는96) 그의 행동방식온분 

명 인주적 정치문화의 기본을 구성했다 이러한요소를온 거정게라 

도 그가 절국 인민의 자유용 위한 수단이자 옥적으로 정치훌 바라 

보았으리라는 추정융 하게 한다 그것용 큰대 정치문화용 언저 석 

권한운화에대한추총융의미하지않았다’”그가용건주의자였으 

나 그에게도 지배세력의 제국주의 문화라연 무조건 우월한 문화가 

아니었다 98) 근대 정치의 웬천온 이쪽에 었지 않고 거쪽 프랑스에 

93) C.-R. Ageron, "Regards sur la presse politique musulmane dans J'AI양ri， 

"fra째ise
O

•， Gen~ Ik fAIgme aJgbirnne, p. 33’ 
94) 1919년￥터 1954년(1. 1919-1939; 11. 1943-1954)꺼지 앵앵잉 여러 계영의 인 

혹훌륭신용리스트는 lb띠， pp. :nl-n3 
95) Ibid., p. 339 
96) μaa Benammar 8enmansour, "Ferhat Abbas. jouma1iste à L끼Entente 

(193’• 19<'2), Unc plumc c l<ccptionncllc ∞mbativc. ， copyrigh‘ EI Wat,‘” 
http://www.elwatan.com/lMGLarticle_PDF/artîde_36’H.pdf (2008. 11. 24 

칙총경씩) 

97) Epstein, Mikhail N. TnlnscwJtur이 rxp<꺼 rnenfs; R잉S띠n ønd Americøn Mo 

"ι 01 Cm:rtive Communκ:lI lion (‘rith EUen Berry) SI. Martin’'5 Press, ]99'9 

"From Dif“renÇ(' To lnterference", pp. 91-101 
98) 자신의 용화 녕어 정계 용획에서 사는 방앵에 대한 논의는 Ibid., "Transc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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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프랑스의 정치 제도와 특히 법규， 법정신은 지중해를 건 

너 알제리 땅에 션이했올 때는 우고한 사람을을 악해하고 겁주고 

복종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9')) 제도의 이션은 분영 일방척이고 

강제적이었다 그렁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화룡 재창한 

압에스의 정치 감각이 비굴과 올복으로 애도휠 수 없다는 것은 우 

리하지 않용 것이다 더 앓게 본다연 그러한 총휴의 수용온 타자의 

포용 Inclusion of thc Othcr으로 명가휠 수도 있다 )00) 

하지만 식민치하에서 빈곤과 우지의 상태에 놓인 민중 다수흘 대 

상으로 하는 갱치의식의 확산은 너무도 재현적이었고 너무도 긴 시 

간용 필요로 했다 그 같온 민족운동의 방법론온 천투객 운동가을 

과 민중 어느 연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 \0 1) 120년간의 외세의 지 

배 끝에 앙제리에서는 of칭내 폭력척인 지배에 대한 대용은 폭력적 

일뿐이라고 선언되었다 102) 

tur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Critical Theories., pp. 79잉O. ( "각주 97 

파 98용，에용보지 옷한채￥용객으g안앙고) 

99) \881년 토칙엉 Loi d1찌， ... 으호 우슐엉외 지위늠 갱얘졌다 토싹엉용 잉련의 
영엉과 에외엉으료 구성되었다 1882년우터 1942년껴지 우슐링신인 특옐영사 

채연소가 성씨의었고 그 션파 후에는 "랑스인과 강용 재딴소얘셔 재연었다 

1886년파 1889년에 장쪼펀 바르나에엉Loi W .......... 온 식인화갱에에 유리하도혹 

부동산에판한"강스영의우세톨 규갱혔다 

lOO)Jurgo"n Hab!. rm’‘ T1u 'nc/u~;o" 01 th" 0'"".,., SI"din in p，이;1;씨 ηm'Y 

MIT Press , 1999 

101) 다수 놓인과 인쪽용용파의 어려웅 관계얘 대빼서는 B 잉。ra ， FaibJesse 

paysanne du mαuvement nationalis te algérien ilvant 1954, Villgtièmt Siè이e 

Rro.‘t d'hisωlπ， No. 12 (Oc‘ -Dec., 19냉;6)， pp ’9-72 

102) 19’4년 "월 FLN얘서 홍포언 전생 선언운 Proclamation du Fr。이 d. 

Libération Nati。이 ale (," novemb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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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치문화구축의 방황과모색 

19’4년 11월 FLN의 전쟁 션언으로 정치척 단계륭 밟으려고 한 

압베스의 온건주의 민촉운동온 부정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와중인 

1958년 9훨 FLN온 알쩌리공화국임시정부용 수렵하연서 엄청 의장 

에 쩨르하트 압에스훌 추대한다 압베스흩 영입한 이유는 거의 자 

명했다 그는 뤄니지의 부르기바Habib Bourgìba 에 못지않게 경용율 

쌓옹 북아프리카의 갱치지도자였다 그가 나선다연 프랑스의 협상 

주역툴파 대퉁한 위상융 가질 것이었고 더 나아가 당시 알제리전갱 

용 지원하는 제3세계의 국제무대에서 당당한 민족 지도자로 영가 

받올것이었다 

압베스 연에서도 19'’년 상반기쯤까지는 앙셜었으나 자크 수스 

텔’ 50ustellc 총독용 만난 후 프랑스의 개 혁 의지에 기대할 것이 없 

용융 확인하자 1956년 천쟁에 가당했다 비혹력외 주장자었용에도 

독럽의 길이 확정흰 상황에서 가당이 옳다고 보았다 프랑스와 협 

상의 와중에 있는 시간에 그가 학생틀에게 전한 다용파 같옹 에시 

지는 전쟁에 대한 그의 입장융 밝혀 준다 -여러용온 신화훌 깨뜨렸 

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반박힐 수 없는 진실의 중거용 구체객으 

로보여준다 우수한인총과열퉁한인총이란없다 얄제리혁명 8년 

사이에 130년간의 정령 식민체재보다 더 많온 기술자훌 키워냈다 

수 세대의 알제리인를에게 일류 학교와 기술의 문융 닫고 그리고서 

는 우리 민측이 정일과학에 척융력이 없다고 비난하는 것옹 식민지 

배자율이 유지하고엘전시켜 용수않용사기극중의 하나이다 "lO}) 

그러냐 톡립이 이루어진 다용 그의 갱치적 생영용 끝닝다 1963 

년 6윌 압에스는 목컵 국가의 일방적인 권력에 항의하고 사엄한 

103) B. Slora, Z. Daoud, Fulult Abbas,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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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이 좌절은 뭇밖에 냐타난 것은 아니었다 1958년 임시정부 

의장이 되연서 이미 그는‘정치적 고독’105) 속으로 빠졌다 옹건주의 

훌 바탕으로 민중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용 함양하고 이슬랑올 지키 

려고 한 그의 구상옹 천쟁 땅식과 양립하지 않았다 압에스뿐 아니 

라 많옹 헌신적 운동가와 투사률이 전쟁 중과 전갱 후에 민족 운동 

내에서 제거되고 희생되었다 "" 압빼스 자신은 독립 알제리 갱부 

에 의해 1964년부터 l년간 연금되었다가 풍려났고， 다시 1976년 자 

유화 호소 서영으로 가택 갑시룡 받고 1985년 사망한다 

일제리 독립 후의 그의 상황은 또 다른 주제이므로 이 글은 전쟁 

전으로 현정하지안 그렇더라도 이상의 논의로 그의 용건주의 전체 

에 대한 이해와 영가흩 시도하는 것온 우리이다 그러한 목표는 에 

알리 하즈가 주도하는 민족운동파 비교와 대비률 통해 보다 선영하 

게 나타날 것이며 이 글은 하나의 단연에 왈과하다 다만 한 가지는 

용영하다 군사적 위협파 정복으로 시작왼， 다수 인중의 정치 창여 

는 용쇄된 식민치하에셔 그는 군사적인 것이 갱치적인 것용 이기지 

않기룡 바랐다 정신적 포로 상태인 식민지 민중의 의식을 교육으 

로， 이슐람으로 드높이고 원대하게 안툴려고 했다 식민지가 왼 때 

앙의 원인이 자체의 뭉리적， 정신적 힘융 구축하지 못한 결파이고 

그것용 바로 자기틀 내부의 총교 갱체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식민지 

적 영풍갑융그는거부했다 대신그가추구한것온현개와미래의 

104) 그외 항의외 내용이 우엇이었는가는 그의 져슐료 갱'111 수 잉다 그는 요든 

션예주의객인 요소， 우허용에 의엉 용치용 얘칙었다 Ferhat Abbas, XIl. "Au 

delà de notre lempκ 1.>1 sc;e-nce et l'homme", Aulap‘’~ d'u ，，~ g""" 
[05) B. Stora, Ft껴tlt Abbas, p. 13 

106) 여리 사에가 있지얀 지성적이고 대외 정세에 쩌앙연 아반 앙당"“""ιι‘ 
의 주정도 을 수 있다 앙에스의 r션갱의 에우j 초두에는 양껴리가지유와혼엉 

성 속에서 생존하기 해6써 정후에서 쓰러진 용사흩융 추도하고 '1호 이어 아안 

링안파 자신의 영찌등에 외찌 우당하찌 처엉당한요등 양찌리인을융 기억얻다 

고쓰여 었다 Ferhat Abbas, Aulop‘ ie d'Ullf guerre (에이지 언효 없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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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ltrans 의 가능성이었다 자본에 근거한 운영안이 운영의 전부인 

듯한 지배의 관념에 대함해서 그의 무슐링 인민용 갱신파 화해흩 

내재하고 있었다 ]07) 만약 그의 이러한 정치의식과 정치객 기반 구 

측의 영원용 하나의 트랜스 정치문화로 인갱한다연 그것옹 외래쩍 

인 것의 수입이나모자이크가아니라자아와타자의 충분한양해와 

존중용상정했다 

한 가지 냥는 문제가 있다 1927년 ‘북아프리카의 별’이 해산힐 때 

용건따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이 단셰의 회왼를 같은 영박용 당하지 

않았다 194 '5년에도 에살리 하즈는 알제리정부 선포로 인해 프랑스 

령 용고의 브라자빌로 추땅당했고 그와 항께 PPA 당왼 수천 영이 
체!l.되고 100영이 사형선고흩 받아 조칙이 와해되었다 1961년 12 

월 지충해의 소위르Saumur 언은 튀르캉Turquanl성에 수갑왼 알제 

리 항쟁 지도자률용 입갱 GPRA 에서 방문했융 때， 동지인 민촉운동 

가툴이 처해 있는 상황온 경악ébahironl 이었다 "'., 긴 알융 듣지 않 
더라도 고통파 생영이 요구되었언 민촉운동에 용건주외는 빚졌고 

말힐수없이 이안했용것이다 

이 정용 잊지 않는다연 그의 온건주의 역시 금권과 용건성의 식 

인 지배용 툴리치고 인충파 이슬항융 지키고자 했다 "'9) 그 밀바탕 

에는 강자의 지배 이념과 그 지배자의 품화에서 발원한 은대정치 

정신용 혼용하지 않고 구용하려고 한 식인지 지식인의 보연 의지가 

있었다 

107) 이 지역의 인혹훌용을 아강어 용현 었이 힐￥ 셔양어에 의존하는 것용 꽁정 

생외 용셰톨 안는다 그렁에도 인측주의 논의가 우성힌 것얘 비하연 에애 송에 

용후한 식인지 인측주외외 사예톨 검토하는 싹엉용 아혀 여기셔 이약하다는 정 

융의식하여이융융악성g다 

'"에 B. Stora, Z. Oaoud, Ferlwt Abbas, p. }44 
’ (9) Ferhat A빼as， LL μune Algbieκ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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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 rnouvernent national algérien et trans-culture 

politique • Ferhat Abbas (1 927- 19)4) 

NO Sec• Kyung 

Puisque la guerre 5’'est éclatée eruin et 1’indépendan∞ de 

1’Algérie est obtenu par le moyen et la forme de violence, d’aut 

re mouvement national précédent pourra être réduit à une 

tentative futile . Pourtant nous ne sommes pas en faveur de cette 

position. Pour une réponse plus équitable, iI vaut mieux avoir 

autre point de vue. Le phénomène inhumain qu’'a éprouvé le 

peuple algérien par la force militaire dans les années 1990s nous 

fait le méditer plus que jamais. Alors, I’idée et I’action de Ferhat 

Abbas qui est connu souvent comme assimilationniste méritc 

de ce travail 

Ferhat Abbas a voulu installer en AIgérie la culture politique 

constituée par la liberté, par le peup1e, par les droits de l'hom 

me. Evidemment cela représente la valeur fran야ise， mais îI ’es 

a accepté sans hésitation. Pourquoi? Parce que la construction 

de la αlture politique d'un peuple est bien importante, selon 

lui . Au cours de cette démarche, il s’est attaché ardemment à sa 

religion I sI잉n ， avec respcct. Ce qui est vaincu, c'est seulement 

la force militaire, non pas 1a civilisation d 'ls lam elle-mê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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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enu par cette conviction, ce leader du nationalismc modér'강 

a fait des σitiques sévères à lεgard des institutions coloniales 

Ses activités de presse ainsi que celles dans les champs po!iti 

ques !e prouve suffisammen t. 11 a vo띠u voir 50n peuple nourri 

de 1’'éducation, protégé contre !’exp!oitation colonialc et enfin 

muni de 50uveraineté légale et réelle 

En fin de compte, ce nationalisme algérien n’'a été ni égoïste, 
ni défaitistc. Devant des obstac1es di“icilcs à surmonter, Ferhat 

Abbas s’est égaré. En un sens, c’é t허t donc illusoire. Mais sa 

vision dans laqueUe son pays se con5Olide et s’élargi par la poli 

tique n’a pas été illusion. Et I'interaction de trans culture y aie 

assumé un rôle, probablement 

주쩨어 에르하트 압빼스， 알채리 인쪽운흥， 개혁 이슐항， 동화흔， 

정치문화，트갱스운화 

mot:웅clés : Ferhat Abbas, mouvement national algérien, réformisme 

d’islam, assimilation, culture poli“que, transα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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